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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Store (       Android)  또는 App Store(        iOS) 에서 

  '2021 평창평화포럼'을 검색하시면 공식 APP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평창평화포럼 온라인 생중계

홈페이지 강원도 유튜브 평창군 유튜브

2021 평창평화포럼 SNS

페이스북 인스타램그램

PYEONGCHANG PEACE FORUM 2021 ONLINE STREAMING

PYEONGCHANG PEACE FORUM 2021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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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평창평화포럼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창평화포럼은 스포츠를 통해 하나된 한반도의 모습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2018 평창동계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이어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세계 평화로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평창평화포럼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국제기구와 더불어 세계 시민사회, NGO, NPO, 평화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평화 플랫폼을 목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평창이라는 한 공간에 모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국내외 참가자들이 우리의 평화 논의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평창평화포럼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경제

  짐 로저스

Co-Presidents

| 스포츠

  장홍

| 공공외교

  아트 린슬리

| UN SDGs
  손혁상

| 2024 강원

  신창재

| DMZ 평화지대

  강금실

공동위원장

환   영   사 WELCOM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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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위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

들과 온라인 참여를 통해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3회째 개최되는 「평창평화포럼」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세계 유일 분단 도(道)인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의제들을 국내외 저명인사와 함께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분단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 노력을 화두로 이곳 평창에서 

시작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평화적 공존 

방안을 강구하는 등 더 나은 내일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평화와 번영의 가치 확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평화포럼이 세계적인 평화포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 번영하는 “평창 평화도시”에서 평창평화포럼을 통해 희망과 치유, 평화와 번영의 

2021년을 시작합니다. 평창은 동계올림픽의 꿈을 품은 이후로, 두 번의 올림픽 유치 

실패를 이겨내고 삼수 끝에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온 국민의 열정과 염원을 담은 평창올림픽대회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고 전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어느때보다 평화가 절실한 오늘,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창평화포럼에서 다시 한 번 올림픽의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평창의 

평화정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2021 평창평화포럼은 시대의 전환점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시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고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항구적 평화에 도달하기 위하여 DMZ평화지대 조성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에서 다시 한 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스포츠를 매개로 한 평화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평창 ICT 올림픽’의 명맥을 이어 평창평화포럼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모두를 위한 글로벌 평화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평창평화포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

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이 세계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자 일상의 치유를 위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하며, 평창평화포럼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환   영   사

강원도지사 

최 문 순

환   영   사 WELCOME MESSAGE WELCOME MESSAGE

평창군수 

한 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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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환   영   사 WELCOME MESSAGE WELCOME MESSAGE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의 ‘평화유산’을 계승해 올해 세 번째 개최되는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3년전 이 곳에서 발아한 ‘평창

평화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평화로 확산되어 가기를 희망했

습니다. 그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평창평화정신’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무력분쟁만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감염병이라는 보건 위기와 함께 엄습한 기아, 빈곤, 

인권침해, 자국중심주의 등으로 평화가 위협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첫 과제는 방역이겠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평화의 길로 가기 어렵습

니다. 팬데믹이 나타난 근본원인을 생각하면 기후위기 대처와 보건역량 향상과 같은 

근본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공적 이행은 

그 자체로 코로나19로부터 다시 일상을 되찾는데 핵심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평창평화포럼에서는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공공외교와 더불어 

△‘UN SDGs-미래 평화의제 2045’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아, 빈곤, 보건, 성평등, 

환경, 인권, 민주주의까지 망라하는 SDGs를 잘 이행하는 것은 인류의 당면과제 극복과 

평화의 회복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

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일환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1년 평창평화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며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평화의 드라마, 올림픽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된 “2018 평창동계올

림픽”의 가장 가치있는 유산인 ‘평화정신’을 계승·확장하기 위해 시작된 평창평화포럼의 

세 번째 개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림픽의 궁극적인 목표인 ‘스포츠를 통한 인류평화의 유지와 인류애에 공헌’은 고대 그리

스 올림피아 기간에 모든 도시가 전쟁을 멈추고 스포츠를 즐겼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의 불꽃은 경색국면에 있었던 한반도에 올림픽의 위대한 

정신을 되살리며 평화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남북선수 개막식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

키 남북 단일팀으로 구현되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는 평창평화포럼이라는 

세계 평화 플랫폼이라는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올해 평화포럼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준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의 위기 속에

서 평화 논의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창 알펜시아라는 공간을 확

장하여 온라인 포럼장을 함께 구축하였습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힘찬 여정에 힘을 보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손 혁 상

2018평창 기념재단 이사장 

유 승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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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2021 평창평화포럼 / PyeongChang Peace Forum 2021

기       간  2021년 2월 7일(일) ~ 9일(화), 3일간 

장       소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ppf.or.kr

슬  로  건  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대  주  제  실천계획 : 평화 뉴딜 (Action Plan : Peace New Deal) 

핵심의제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SDGs, 공공외교

  *특별의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주최/주관

후       원  

2021 평창평화포럼의 대주제는 실천과제 : 평화 뉴딜 (Action Plan : Peace New Deal) 이며, 

5개의 핵심 의제 [경제 / 스포츠 / DMZ평화지대 /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 공공외교]와 

평화의 연계 실천 방안 등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은

경제와 평화

스포츠와 평화 

DMZ 평화지대

UN SDGs와 평화

공공외교와 평화

•제3의 눈으로 바라보는 금강산 관광재개

•평창국제역에서 출발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 평화열차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전략

•스포츠를 통한 평화증진 : 독일, 아일랜드, 한국 등 분쟁국가 사례

•신 기후 평화 체제와 DMZ의 권리적 접근 

•고성 DMZ 평화지대

•미래 평화의제 2045 - 전쟁과 핵무기 폐지

•COVID-19로부터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SDG16의 도전과 기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기후위기 시대, 분쟁지역의 에너지협력을 통한 평화증진 방안

●경제와 평화에서는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남북 강원도의 철도망을 통해 다가오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남북공동응원단의 평화열차 추진 논의와 제 3의 시야에서 바라본 금강산, 

동해관광 공동특구 등의 경제효과와 지속가능관광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스포츠와 평화에서는 2024년 1월 개최 예정인 강원 청소년올림픽의 의의와 과제 등을 모색하며, 

평화증진의 매개로서의 스포츠의 사례와 교류방안을 통해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포츠의 

역할과 관점을 다룰 것이다.

●DMZ평화지대에서는 DMZ와 항구적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DMZ의 권리적 접근에 대해 모색하

며, 남북 강원도 고성군을 공동 평화・관광지대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평화에서는 SDGs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평화를 연계하여, 

UN75주년의 종합 평가 및 후속 논의와 더불어 2045(UN100주년)을 목표로 전쟁과 핵무기 폐지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공공외교와 평화에서는 한반도 종전과 통일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강원도 중심의 평화 

분야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

주관

후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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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세션은 홈페이지(ppf.or.kr)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일자 2/6(토) 2/7(일)

09:00~09:30

    

09:30~10:00

10:00~10:30

한-미 리더스
평화전략대화

*비공개 세션

동시
세션

1

동시
세션

2
청소년
세션

1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2:30

12:30~13:00

13:00~13:30

13:30~14:00

개회식 및 특별연설14:00~14:30

14:30~15:00

15:00~15:30

15:30~16:00

특별세션 1 스포츠세션 1 동시
세션

3

동시
세션

4

청소년
세션

2

16:00~16:30

16:30~17:00

17:00~17:30

17:30~18:00
2021 대관령겨울음악제

18:00~18:30

18:30~19:00

시간/일자 2/8(월) 2/9(화)

09:00~09:30
기조세션

* 온라인 세션

동시
세션 
16

*비공개 
세션

UN SDGs 2
* 온라인 세션

09:30~10:00
랩업세션

10:00~10:30

경제세션 1 UN SDGs 1
청소년
세션

3

동시
세션

5

동시
세션

6
10:30~11:00

토크콘서트

11:00~11:30

11:30~12:00

12:00~12:30 폐회식

동시
세션
18

*비공개 
세션

12:30~13:00

13:00~13:30 특별세션 2

스포츠세션 2
동시
세션

7

동시
세션

9
동시
세션
17

*비공개 
세션

13:30~14:00 특별공연

14:00~14:30

14:30~15:00

경제세션 215:00~15:30

DMZ
평화지대

2

동시
세션
10

동시
세션
11

동시
세션
12

15:30~16:00

16:00~16:30

16:30~17:00

DMZ
평화지대

1

17:00~17:30

특별세션 3
동시
세션
13

동시
세션
14

동시
세션
15

17:30~18:00

18:00~18:30

18:30~19:00

그랜드볼룸 오디토리움 평창홀 1+2 평창홀 3 루지홀 라마다 평창 호텔프로그램 ●색상범례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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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10:00~11:30 동시세션 1 한반도 식량안보와 북한의 SDGs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좌   장: 임정빈 교수, 서울대학교

연   사: 권태진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GS&J 인스티튜트

           허성기 교수, 서울대학교

           지성태 교수, 서울대학교

패   널: 김소영 차장기자, 농민신문

           김성남 부연구위원, 농협경제연구소

평창홀 1+2
  

62

10:00-11:30 동시세션 2 평화권과 평화협력
강원도 인권위원회

좌   장: 김명연 교수, 상지대학교

연   사: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이경주 교수, 인하대학교

패   널: 강석헌 사무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정현숙 선임연구원, 통일강원연구원

평창홀 3 63

10:00-12:00 청소년세션 1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 (YPC) 결승1
2018평창 기념재단

루지홀

  

84

13:30~15:00 개회식 및 특별연설
그랜드볼룸

  
30

15:30~17:00 특별세션 1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GILPP)

모두발언: 백범흠 대사, 강원도청

좌   장: 왕선택 정책위원, 여시재 

패   널: 아키바 토르 대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챠픽 라샤디 대사, 주한 모로코왕국 대사관 

           미하엘 라이펜슈튤 대사, 주한 독일 대사관

           이영길 미래전략자문관, 강원도

그랜드볼룸

  

36

15:30~17:00 스포츠세션 1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전략

2018평창 기념재단

좌   장: 유승민 이사장, 2018평창 기념재단 

연   사: 버지니에 파디브레 위원장, 

           2020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라도 워씬 위원장,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오디토리움

  

46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15:30~17:00            랜드로 라로사 사무총장,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철민 사무총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패   널: 장   홍 IOC 위원 / 조정위원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이동민 쇼트트랙 선수, 홍익대학교 사범대부속중학교

오디토리움

  

46

15:30-18:00 동시세션 3 남북의 오늘과 평화협력의 모색

               (평화를 향해 가는 오늘의 남북협력 과제)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좌   장: 배기찬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   사: 이헌수 이사장,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변학문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패   널: 이영동 상임집행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최은아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엄주현 사무처장,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홍상영 사무총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주성 사무총장,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평창홀 1+2
 

64

15:30-17:10 동시세션 4 전쟁의 산물을 평화의 유산으로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와 일본의 평화헌법)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좌   장: 윤재선 소장,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연   사: 이수훈 前 대사,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아키바 타다토시 前 시장, 히로시마 / 前 의원, 일본 

           김재한 교수, 한림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학교 / 소장, 독도종합연구소

패   널: 박민수 前 총장, 춘천교육대학교 

           박용숙 조교수, 강원대학교

평창홀 3 
  

65

15:30-17:30 청소년세션 2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 (YPC) 결승2
2018평창 기념재단

루지홀

  

84

2월 7일 일요일

세부프로그램

한 En: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사전녹화 :          동시통역 제공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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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09:00~10:00 기조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화를 위한 포용적 협력

연   사: 아트 린슬리 상임고문,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무하마드 유누스 공동설립자, Yunus Sports Hub 

온라인

  

32

10:00-11:30 경제세션 1 제3의 눈으로 바라보는 금강산 관광재개
강원도 

좌   장: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 BBC 

연   사: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 현대경제연구원

           제프리 시 대표, 조선익스체인지(싱가포르)

패   널: 짐 로저스 대표, 로저스 홀딩스

           니콜라스 보너 대표, 고려관광

           윌리엄 알렌 파트너쉽 총괄, 내셔널지오그라피

           제임스 반필 초빙연구위원, 극동문제연구소 

그랜드볼룸

  

42

10:00~11:30 UN SDGs 1 미래 평화의제 2045 - 전쟁과 핵무기 폐지
PNND

좌   장: 알린 웨어 사무국장, 핵감축을 위한 국제의원 네트워크 (PNND)

패   널: 이재정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가렛 에반스 대표, APLN / 前 외무부 장관, 호주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前 회장, UN총회
           반다 프로스코바 부사장, 지속가능한 안보 프라하비전 연구소
           루이스 로베르토 자모라 볼라노스 변호사, INDEPENDENT 
           레아 볼거 대표, 전쟁을 넘어선 세계(World BEYOND War) 
           사베어 초우드리 국회의원, 방글라데시 의회

오디토리움

  

52

10:00-11:30 청소년세션 3 청소년 평화 문화
(사)대한스트릿컬처연맹

좌   장: 강지현 이사장, (사)대한스트릿컬처연맹

연사/패널: 장수연 팀장, UN 평화유지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요안니스 텔리디스 조교수, 경희대학교

           문정원 책임큐레이터, KT&G 상상마당

           권기성 조교수, 강원대학교

평창홀 1+2
  

79

10:00-11:30 동시세션 5 지정학적 대결을 넘어 평화섬김외교로
평화한국

좌   장: 허문영 상임대표, 한반도발전연구원, 평화한국

연   사: 김병로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양구 前 대사,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패   널: 홍양호 석좌연구위원, 북한연구소

           장은혜 교수, 아디스아바바대학교

평창홀 3
 

66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10:00-11:30 동시세션 6 한반도 생태문명을 향한 비전과 과제
젠더폴리틱스연구소

좌   장: 김정희원 조교수,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연   사: 신지예 대표, 젠더폴리틱스연구소

패   널: 장혜영 국회의원, 대한민국
           안소정 사무국장,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이나경 활동가, 청년기후긴급행동

루지홀

  

67

09:00-11:30 동시세션 16 남북의 오늘과 평화협력의 모색 (남북강원도 협력의 미래)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좌   장: 이기범 이사장,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연   사: 송영훈 교수, 강원대학교

패   널: 우종춘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최혜경 사무총장, 어린이어깨동무
           박상진 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정범진 부이사장,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박준철 이사장, 평화열차타고평양가자

라마다 평창

글로리홀

76

13:00~13:30 특별세션 2 2018 평창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로
미국 ABC 방송국

사   회: 마이클 코니그 프로듀서, 미국 ABC 방송국  

패   널: 유승민 이사장, 2018평창 기념재단
           조수지 아이스하키 선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나단 요우 스켈레톤 선수,  
           2018평창 기념재단 신남방선수 육성 프로그램
           이동민 쇼트트랙 선수, 홍익대학교 사범대부속중학교 
           토마스 홍 쇼트트랙 선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온라인

 VCR    

38

13:00~14:30 스포츠세션 2  스포츠를 통한 평화증진 : 독일, 아일랜드, 한국 등 
                  분쟁국가 사례
남북체육교류협회

사   회: 박상철 교수, 경기대학교 

기조강연: 김경성 평화협력관, 강원도 

연   사: 마고매드 막디브 이사장, 골든 몽구스 재단 
           이종수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데이비드 미쉘 교수, 더블린 트리니티대학 
           남영호 부교수, 신한대학교 

패   널: 이양구 前 대사,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조용준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조문수 교수, 숭실대학교 
           김진호 국제전문기자, 경향신문 

오디토리움

  

48

2월 8일 월요일

세부프로그램

한 En: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사전녹화 :          동시통역 제공  VCR



18 19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실천계획 : 평화 뉴딜   Action Plan : Peace New Deal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13:00-14:40 동시세션 7 한반도 평화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청년의 역할

SDSN 한국 청년네트워크

좌   장: 강동렬 총괄,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

연   사: 이슬비 회장, 한중일대학생연합회

           허예린 의장, 한국 청년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김찬호 의장, 한국 청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전은실 부협회장, 한국UN청년협회

           김예빈 회장, 지속가능발전 리더십 프로그램

패   널: 오수길 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문경연 부교수/부학장,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평창홀 1+2
  

68

13:00-14:30 동시세션 9 평화 공공외교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GILPP)

좌   장: 이영길 미래전략자문관, 강원도

연   사: 아트 린슬리 상임고문,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 

           코니 린슬리 아트 퍼실리테이터, 트랜스포트 월드

           로빈더 사치데브 회장, 이매진디아 연구소

           찰리 라멘토 국제변호사, GHNI 
           안드레아스 윌랜드 코디네이터, WEA 평화와화해부

           댄 샤함 과학 및 응용연구 외교특사, 이스라엘 정부

루지홀

  

69

13:00-15:30 동시세션 17 남북의 오늘과 평화협력의 모색
                (축산협력으로 남북교류의 길을 열자!)
평창군

좌   장: 박창일 운영위원장, 평화3000 

연   사: 성경일 교수, 강원대학교

패   널: 조재철 축산기획상무, 농업중앙회

           진천규 대표, 통일TV
           이태헌 대표이사,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임송택 대표컨설턴트, 에코네트워크(주)

           강종원 선임연구원, 강원연구원

라마다 평창

글로리홀

77

14:30~16:00 경제세션 2 평창국제역에서 출발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평화열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좌장/연사: 나희승 원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   사: 안드레이 스모로딘 사무국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이정철 교수,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패   널: 진성준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그랜드볼룸 
  

44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15:00-16:30 DMZ 평화지대 2 고성 DMZ 평화지대
평화한국

좌   장: 허문영 상임대표, 한반도발전연구원, 평화한국

연   사: 김영봉 원장, 한반도발전연구원, 평화한국

           박세영 소장, 평화한국, NC 도시환경 연구소

패   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 국가전략안보연구원

           정경영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찰리 라멘토 국제 변호사, GHNI

오디토리움

  

52

15:00-16:30 동시세션 10 글로벌 시민사회 2021년 실천 의제 : 평화와 SDGs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APSD)

좌   장: 이성훈 이사장,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APSD)

연   사: 가기야 텔라카펠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민중건강운동 (PHM) 
           키체 산체스 오초아 세계군축캠페인(GGCOMS) 코디네이터, 
           국제평화국(IPB)
           마히안나 벨랄바 바헤또 시민적자유 모니터링 팀장, 
           세계시민운동연합(CIVICUS) 
           리카르도 모로 C20 대표, 지구촌빈곤퇴치운동(GCAP) 이탈리아 

           올리 헨먼 국제 코디네이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 (A4SD)
           야스미나 골친 대외활동 코디네이터, 
           우리에게 필요한 UN 개혁 시민연합

           아이쉬와리야 마차니 청년미래위원회 대표, UN 재단

평창홀 1+2
  

70

15:00-16:30 동시세션 11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와 스포츠 과학
(사)한국체육학회

좌   장: 김도균 교수, 경희대학교

연   사: 김태동 연구위원, 강원연구원

           김태완 센터장, 전남스포츠과학센터

패   널: 김민정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희 교수, 고려대학교

           심성섭 교수, 숭실대학교 스포츠학부

           임충훈 교수,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평창홀 3
  

71

15:00-16:30 동시세션 12 2030년 강원 지역의 미래를 상상하다 - 남북한 관점에서
조선 익스체인지(싱가포르)

좌   장: 제프리 시 대표, 조선 익스체인지(싱가포르)

연   사: 이영길 미래전략자문관, 강원도

           전병길 사무국장, (재)통일과나눔

           캘빈 추아 강원 개발 이니셔티브 대표, 조선 익스체인지(싱가포르)

           박소연 연구원, 조선 익스체인지(싱가포르) 

루지홀

  

72

2월 8일 월요일

세부프로그램

한 En: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사전녹화 :          동시통역 제공  VCR



20 21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실천계획 : 평화 뉴딜   Action Plan : Peace New Deal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16:30~18:30 DMZ 평화지대 1 신 기후 평화 체제와 DMZ의 권리적 접근
지구와사람

좌   장: 강금실 대표, 지구와사람

연   사: 네이든 헐트만 디렉터,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지속가능성 센터

           이일영 교수, 한신대학교 

           루이 코체 법학연구교수, 노스트웨스트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김락현 조교수, 위트레흐트대학

패   널: 이소영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안병진 교수, 경희대학교

그랜드볼룸

  

50

17:00~18:30 특별세션 3 기후위기 시대, 분쟁지역의 에너지협력을 통한 
               평화증진 방안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좌   장: 최재철 총회 의장, 국제박람회기구

연   사: 댄 샤함 과학 및 응용연구 외교특사, 이스라엘 정부
           박영일 원장, 강원연구원
           김성인 원장, 강원테크노파크
           유석재 원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이봉주 대표, ㈜그린사이언스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외교부

오디토리움

  

40

17:00~18:30 동시세션 13 분쟁지역 평화도시 네트워크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 (GILPP)

좌   장: 이영길 미래전략자문관, 강원도

연   사: 조인묵 군수, 강원도 양구군
           아마르 염남 총장, 인도 마니푸르 대학교
           안동규 부총장, 한림대학교
           전병길 사무국장, (재)통일과나눔
           찰리 라멘토 국제 변호사, GHNI
           캐롤앤 브라움 교수, 앵글로 아메리칸 대학교
           이부 하나 회장, 본도 카시 
           그레이스 하몬 교수, 필리핀 대학교
           댄 스티지 국제 총장, ICEJ

평창홀 1+2
  

73

17:00-18:40 동시세션 14 한반도 평화, 공적개발원조(ODA)와 공공외교 역할
한국공공외교학회

좌   장: 이성훈 소통위원회 위원장, 한국공공외교학회

연   사: 권구순 교수, 국제개발협력학회/서울사이버대학교

           김태환 교수, 한국공공외교학회/국립 외교원

           김태균 교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패   널: 홍규덕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회장, 한국평화활동학회                       

           김정수 상임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민종 팀장, 사회적가치 경영팀장,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평창홀 3
  

74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17:00-18:30 동시세션 15 새(조류)를 통해 본 남북강원도 생태평화관광 가능성 
한스자이델재단

좌   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연사/패널: 더그 왓킨스 대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한동욱 소장, (사)에코코리아

           박종석 센터장,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최현아 수석연구원,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루지홀

  

75

12:00-13:40 동시세션 18 아시아 시민사회 2021년 실천 의제 : 평화와 SDGs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APSD)

좌   장: 이성훈 이사장,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연   사: 파트리샤 가시아 개발파트십 매니저, 경제와 평화 연구소

           마빅 카브레라 발레자 여성평화구축가, 

           글로벌 여성평화활동가 네트워크

           비안카 파보토이 평화안전프로젝트 담당, 팍스크리스티

           루비 콜리파 사무총장, 아시아무슬림행동네트워크

           므리둘 우파다 아시아 대표간사, 청년평화운동가 네트워크

           자르갈사이칸 엔사이칸 의장, 블루배너 / 前 유엔대사

           메리 조이스 국제 코디네이터, 피스보트

홀리데이 인
리조트 호텔
코스모스룸

78

2월 8일 월요일

세부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페이지

09:00~10:30 UN SDGs 2 COVID-19로부터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SDG16의 도전과 기회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좌   장: 박재신 이사,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연   사: 일라리아 보티글리에로 정책연구교육팀장, 국제개발법기구

           소니아 박 대외협력팀장, NAMATI
           양수경 전략기획실장, KCOC 
           손성일 사업전략기획팀장, 한국국제협력단 

패   널: 김동주 국제구호 취약지역 사업팀장, 월드비전 

           조희경 해외사업본부 협력사업팀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온라인

  

56

09:30~10:30 랩업세션
그랜드볼룸

  

10:30~11:30 토크콘서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평화적 활용방안
그랜드볼룸

  

58

12:00-12:30 폐회식
그랜드볼룸

  

2월 9일 화요일

한 En: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사전녹화 :          동시통역 제공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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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컨벤션센터 Alpensia Convention Center

2F

행사장 배치도

1F

L

I

K

J

O

M

H
G

F

E

B

A

C
D

N

세션룸              업무공간               참여공간

A 평창홀 1+2 I 인포메이션 데스크

B 평창홀 3 J 현황판

C 루지홀 K 프레스 라운지

D 오디토리움 L 포토월

E 인터뷰룸 M 등록데스크

F 프레스룸 N 의무실

G 주최주관기관 사무국 O 가든테라스

H 연사대기실

A 그랜드볼룸 E DMZ 아트월

B PCO 사무국 + 모니터링룸 F DMZ 박물관 전시

C 참가자 라운지 + DMZ 랜선투어 G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 
강원도 플라즈마 그린수소관

D 평화희망 메시지월 H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홍보부스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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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컨티넨탈호텔

홀리데이인 호텔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콘서트 홀
셔틀버스 승하차장

B

D

C

FF

E

A

A

F

C E

B

P

D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회의장 및 부대시설, 가든테라스)

알펜시아 리테일 빌리지
(음식점, 카페, 은행 및 편의시설)

홀리데이인 호텔
(몽블랑)

셔틀버스 승하차장

콘서트홀
(대관령 겨울음악제)

일반주차장

인터컨티넨탈호텔
(플레이버스)

알펜시아 타운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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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남북미 관계, 국제정세 등 다양한 요건 속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유동적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를 주도

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세션에서는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변화될 미국의 상황과 새 행정부의 외교정책, 그리고 대 중국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미 

동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해 한국 국회의원 5인, 미국 전현직 국회의원 5인이 

함께 모여 다양한 가능성을 파악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과 그 상징성으로, 남북미 관계변화의 전환점이 된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직접 지켜보았다. 이처럼 평화를 위한 교류는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비정치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세션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최적화된 강원도 평창에서 2024년에 개최되는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를 통해 남북간의 평화로 가는 초석이 될 

방안에 대한 고견을 양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 들어본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우상 교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주 호주 

특명전권대사, 믹타(MIKTA)국회의장회의 특별자문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 A&M대학 정치학과 종신

교수, 미국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 대한민국 국회입법지원위원 등 30년간 정치외교학을 

연구해왔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미 리더스 평화전략 대화

세션 소개

김우상

교수, 연세대학교

한반도를 위한 평화 전략

좌 장연사 소개 

KOR-US Leaders’ Peace&Strategy Talk 한-미 리더스 평화전략 대화

2월 6일 (토) 10:00~11:30 | 평창홀 1+2+3

연 사연사 소개 

김창준 

前 미 연방하원의원 
(공화당)

로레타 산체스 

前 미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영 김

現 미 연방하원의원 
(공화당) 

이상민

現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바트 고든 

前 미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홍영표 

現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명수

現 국회의원 
(국민의 힘)

안민석 

現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공개 세션



특별연설 및

기조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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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COVID-19의 영향으로 전세계는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며 국경을 봉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곧 끝날 것 같던 이 현상은 지금까지 이어져 전 세계에 위협이 되었고 단지 봉쇄만이 해결

책이 아니라 더욱 공고한 연대와 공동의 노력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

지고 있다. 보편적인 평화 정착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다국적이며 초이념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

어 질 것이며,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전환과 팬데믹의 위기를 함께 극복

하기 위한 전인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한반도의 역할과 

지정학적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 및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알아

볼 것이다. 2021년 인류의 가장 큰 과제인 팬데믹의 종식과 신속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기 위

한 전세계 공동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알라바마의 데모폴리스 출신의 짐 로저스는 작가이자 금융 전문 평론가 및 모험가이며 동시에 성

공적인 국제 투자가이다. 타임,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배런즈, 포브스, 포춘, 월스트리트저

널 파이낸셜타임즈, 비즈니스타임즈, 스트레이트타임즈 및 그 외 전세계 많은 미디어에서 그에 대

한 기사를 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에 고정 평론가로 출연했고,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

했다. 그가 예일대 및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 후, 공동 설립한 국제투자파트너십인 퀀텀펀드는 설

립되고 향후 10년 간, 포트폴리오로 4,200 퍼센트의 수익률을 올렸으며 같은 기간 S&P 지수는

50프로 미만으로 상승했다.

37세의 나이에 은퇴한 뒤, 로저스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하면서도, 콜롬비아 경영

대학원의 재무학 정교수직을 수행했으며, 1989년과 1990년에는 WCBS의 “드레이퍼스 라운드

테이블(The Dreyfus Roundtable)”과 FNN의 ‘짐 로저스와 함께 돈 좀 벌어봅시다!(The Profit 

Motive with Jim Roggers!)를 진행했다. 최근 저서 “백만장자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A Gift to 

My Children)”는 딸이 성공과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어린 조언이 담겨져 있다. 그의 회

고록, “짐 로저스의 스트리트 스마트(Street Smarts: Adventures on the Road and in the 

Markets)”는 2013년 2월 출간되었고, 최근 2018년 1월에는 “백만장자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대우자동차 전략실 상임고문 등 샐러리맨 

시절을 거쳐 2002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을 설립했다. 서정진 회장은 IMF시절, 대

우그룹의 해체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산업의 미래는 결국 생명공학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바이오 산업에 뛰어 들었다.  

셀트리온은 당시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독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세계 최초 글로벌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2013년

에 유럽 EMA, 2016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고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어 셀트리온은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쥬마’ 등 후속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연이어 성공했으며,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의 중간 단계인 ‘램시마SC’ 등의 제품을 글로벌 시

장에 선보이며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퍼스트무버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서정진 회장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개발명: CT-P59)의 개발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1983년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2016

년 충북대 명예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개정판이 중국어로 발간되었다. 2018년 10월에는 그의 또다른 저서 “다음 세대의 물결“이 번자

체로 대만에서 발간되었다. 일본에서 2019년 1월과 7월에 출간된 “일본의 미래(The Future of 

Japan”와 “일본에 보내는 경고(A warning to Japan)”는 베스트 셀러를 기록했다.

특별연설

세션 소개

2월 7일 (일) 13:30~15:00 | 그랜드볼룸

짐 로저스  

대표, 로저스 홀딩스

서정진 

명예회장, 셀트리온 그룹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도전과 협력

연 사연사 소개 

Special Speech & Keynote Session 특별연설 및 기조세션

연사 소개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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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는 소셜 비즈니스와 마이크로크레딧의 아버지이자 그라민 뱅

크의 창립자이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50여개 이상의 회사의 설립자이다. 유누스 교수의 지속적인 혁신

과 기업가 정신을 인정한 포춘지는 2012년 3월 유누스 교수를 금세기 가장 위대한 기업가중 하나로 선

정했다. 2006년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와 그라민 뱅크는 빈곤 퇴치에 대한 선구자적 업적과 밑바닥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창출한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리고 20여개 

이상 국가의 대학이 60개 이상의 명예 학위를 유누스 교수에게 수여했다. 유누스 교수는 또한, 10개 

국가로부터 받은 정부 훈장을 비롯하여 30여개 국가에서 130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다. 노벨평화상, 미

국 대통령 자유상(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및 미국 의회 명예 황금 훈장(Congressional 

Gold Medal)의 3대상을 모두 수상한 개인은 유누스 교수를 포함하여 전세계 7명뿐이다. 

기조세션 2월 8일 (월) 09:00~10:00 | 온라인 

무하마드 유누스 

공동설립자, Yunus Sports Hub

Special Speech & Keynote Session 특별연설 및 기조세션

연사 소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화를 위한 포용적 협력

우리 정부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인 뉴딜은 최악의 경기 침체 등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격차로 좌절하지 않는 포용국가를 이루어,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며, 세계의 모범

이 되는 선도 국가로 발전하려는 전략이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봉쇄와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

나 포용적 다자주의를 통해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평화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구체화 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이번 기조세션에서는 평화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 식량의 가치와 의미, 지구촌의 공동 노력을 지향하는 유엔세계식량계획의 노력과 한국에 

대한 기대를 들어볼 것이다. 또한 소셜 비즈니스와 스포츠를 통해 보편적 평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등을 두 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로의 혜안을 들어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

국의 역할을 함께 모색해 볼것이다. 

 

세션 소개

연 사연사 소개 

아트 린슬리 목사는 Institute of Faith, Work, and Economics(IFWE)의 신학 이니셔티브

(Theological Initiatives) 부회장으로써 신앙과 일, 그리고 경제학을 통합하는 신학의 개발을 담

당하고 있다. 그는 1987년부터 최근까지 C. S. 루이스 학교(C. S. Lewis Institute)의 회장 및 

시니어 펠로우로 활동했고, 그 이전에는 리고니어 밸리 스터디 센터 교육사역부(Educational 

Ministries at the Ligonier Valley Study Center)의 이사 및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Coalition for Christian Outreach(CCO)의 전문스텝으로 일했으며, 리폼드 신학교 워싱턴 D.C 

캠퍼스(Reformed Theological Seminary’s Washington, D.C campus)를 공동 설립했

다. 그는 IFWE의 “비용계산: 자본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Counting the Cost: Christian 

Perspectives on Capitalism)(애빌린 크리스천 대학 출판, 2017년)”의 편집자이자 “이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빈곤에 대한 성경적 대답(For the Least of These: A Biblical Answer to Poverty)

(존더반 출판, 2015년)”의 보조저자이다. 

아트 린슬리  

상임고문,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경제개발과 교육을 위해 정치, 종교, 및 인종

적인 경계를 허무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고 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그가 지난 40여년간 보여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기아 퇴치와의 투쟁에 대한 세계적 노력에 필요한 재정적 지

원을 일으키고, 공공의 인식을 함양하고자 WFP의 사무총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고를 인

정하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20 노벨평화상을 WFP에 수여했다. 

2017년 4월 WFP에 몸 담기 전, 비즐리 사무총장은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의 고위 지도자들 및 현

장 프로그램 실무자들과 협력하면서 평화와 화해 및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들

을 지도해왔다. 그는 일년에 30여개국 이상을 방문하며, 다수의 회의와 임무를 이끌거나 참여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전세계의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의 경제적인 변혁의 시기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로 

일하면서, 주 경제를 보다 건실하고 다양하며 활발한 시장으로 바꾸는데 기여했다. 또한, 사우스캐롤

라이나 주지사로서는 최초로 주 의회 의사당 지붕에 연방기(Confederate battle flag) 게양을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 거부를 했고, 이를 통해 케네디 용기상(John F. Kennedy Profile in Courage 

Award)을 수상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클렘슨 주립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

득했으며, 하버드 대학의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21세의 나이에 사우스캐롤라

이나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처음으로 공직에 몸을 담았다.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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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평화협정 대상국들을 한반도 통일외교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 외교

환경을 마련하고, 중동의 평화협정의 당사국들(이스라엘,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협력국(독일, 

베트남)을 한반도 평화외교에 연결한다. 또한 중동평화협정을 성사시킨 미 백악관을 한반도 평화외교에 

연결하여 기대효과를 모색한다.

백범흠 대사는 2012년 주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역임하고, 2014년 주 다롄영사사무소 소

장으로 임명되었다. 2016년에는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로 활동하였다. 중국 청년정치대

학 객원교수, 정치학 박사로서 2019년 2월 강원도 국제관계대사를 역임 중이다.

왕선택은 1965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강대학교 영문과, 조지워싱턴대학교,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각각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YTN 

기자로 활동했다. 2002년 이후 19년 동안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6자

회담과 남북 회담, 북미 회담 등 수많은 주요 외교 일정을 현장에서 취재, 보도했다. 2013

년부터 3년 간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했으며 2020년 8월 YTN 퇴사 후 민간 싱크탱크인 여

시재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자로 재직하면서 돈 오버도퍼 기자상과 삼성언

론상 전문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 부회장과 관훈클럽 감사를 역임했다.저서로는 

북핵 문제 연보를 정리하고 해설한 '북핵위기20년, 또는 60년'과 '핵담판' 등 4권이 있다.

특별세션 1

세션 소개

2월 7일 (일) 15:30~17:00 | 그랜드볼룸

백범흠 

대사, 강원도청

왕선택 

정책위원, 여시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패 널

좌 장

모두발언

연사 소개 

연사 소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아키바 토르  

대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챠픽 라샤디  

대사, 
주한 모로코왕국 대사관

미하엘 라이펜슈튤   

대사, 
주한 독일 대사관

이영길  

미래전략자문관, 
강원도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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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스포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암흑의 시기를 보냈으며, 2020 도쿄하계올림픽 또한 연

기되는 등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때이다. 이런 위기에서는 세계 공동체의 재건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평창평화정신’을 짚어보며 ‘2024 강

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을 앞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올림픽을 통해 연대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상기

시킬 방안에 대해 토로하고자 한다.

눈이 없는 나라에서 찾아와 자국동계스포츠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픈 베트남 선수, 언젠가 ‘올림피언’이 

되고자 하는 꿈나무 선수들에게 올림픽이 갖고 있는 희망과 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위한 꿈의 무대를 마련중인 IOC위원 및 선배 선수들과 함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

픽 대회 준비에 대한 포부와 성공적인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별세션 2

세션 소개

2월 8일 (월) 13:00~13:30 | 온라인

2018 평창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로

패 널

사회자연사 소개 

연사 소개 

토마스 홍 

쇼트트랙 선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이클 코니그
프로듀서, 미국 ABC 방송국

이동민

쇼트트랙 선수,
홍익대학교 사범대부속중학교

조수지 

아이스하키 선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승민 

이사장,
2018평창 기념재단 

조나단 요우 

스켈레톤 선수, 
2018평창 기념재단 
신남방선수 육성 프로그램

통역: 사전녹화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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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션은 기후위기가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매개로 혁신적인 공공외교

를 통해 분쟁이 가장 심한 지역들 중 하나였던 중동에서 Abraham Accord를 촉진했던 에너지분야 

평화외교사례 발표를 듣고, 비록 경색국면에 있지만 평화를 증진할 남북 강원도 및 남북한의 기후변

화/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효적인 남북한의 기후변화/에너지 협력을 위해 강원도에

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생산 기술개발을 소개하고 북한의 적용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본 세션에서는 전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2030 및 2050 전 지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내에서의 에너지협력방안,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 특구 실증사업 추진현황,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통한 세계 분쟁지역에서의 에너지 평화협력

방안 및 저급 석탄 및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는 플라즈마 발전기술을 통한 남북 및 세계적인 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다룬다. 

특별세션 3

세션 소개

2월 8일 (월) 17:00~18:30 | 오디토리움

기후위기 시대, 분쟁지역의 에너지협력을 통한 평화증진 방안

연사 소개 

최재철 대사는 1981년부터 2019년간 외교부에서 근무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기후변

화, 생물다양성 등 지구환경문제를 다자 외교 일선에서 다루었으며 외교부 환경과학과장, 

심의관 및 국제경제국장을 지냈다. 그리고 2014-2016년간 기후변화대사로서 파리기후협

정 채택과 비준과정에 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후 2016.11-2019.5월간 주덴마크 한국대사

로 “녹색성장과 2030글로벌 목표을 위한 연대(P4G)” 출범에 기여하였다. 기후협상경험을 

담은 “환경외교의 길을 걸었던 외교관의 기후협상일지”를 2020.6월 출간하였다. 현재 인

하대 초빙교수,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및 서울대 환경대학원 강사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으

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의장, 기후변화센터(재) 공동 대표로 활동 중이다.

최재철

총회 의장, 국제박람회기구

좌 장

라이브 통역

연 사연사 소개 

댄 샤함 

과학 및 응용연구 외교특사,
이스라엘 정부

유석재   

원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영일  

원장, 
강원연구원 

이봉주

대표,
 ㈜그린사이언스 

김성인

원장, 
강원테크노파크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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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는 UN 대북 제재의 예외 분야이므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기에 교

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1998년부터 시작한 금강산관광은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되어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열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간 단계적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는 “원산-갈마, 금강산의 남북공동 관광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강원도의 관

점에서 한반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 공동 관광 구

역 개발에 관련 국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2021년 포럼에서는 연속성 있는 논의를 이

어가기위해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사업, 예술, 연구, 투자 등을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 금강산 전문

가들의 눈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중단된 교류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경제세션 1

세션 소개

2월 8일 (월) 10:00~11:30 | 그랜드볼룸

제3의 눈으로 바라보는 금강산 관광재개

연사 소개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 BBC 

좌 장

로라 비커는 BBC 특파원으로 20년간 근무해오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머물면서 남한과 북

한에 대해 보도를 담당하고 있다. 로라 비커는 한국의 성범죄와 관련된 취재로 수상을 했으

며, 최근에는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방법 (How to Fight Coronavirus”)라는 제

목의 COVID19 대응 다큐멘터리에 참여했다. 한국 이외에도 다양한 세계 각국의 뉴스를 리

포트 하는 로라 비커는 한국 이전에 북미 특파원으로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그의 취임 

첫 해의 활동, 미국 전역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신속히 보도했다. 

로라 비커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언론인의 첫 발을 내딛었으며, 해외 특파원 활동 중 

2014년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취재하기도 했다.

라이브 통역

연 사연사 소개 

패 널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 
현대경제연구원 

짐 로저스   

대표, 
로저스 홀딩스

제프리 시   

대표, 
조선익스체인지(싱가포르)

니콜라스 보너 

대표, 
고려관광

윌리엄 알렌 

파트너쉽 총괄, 
내셔널지오그라피

제임스 반필 

초빙연구위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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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션 2 2월 8일 (월) 14:30~16:00 | 그랜드볼룸

평창국제역에서 출발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평화열차

10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유라시아횡단철도의 출발지였다. 남북이 연결되면 평양, 베이징, 모

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담대한 꿈을 꿀 수 있다. 우리 청년의 출발역은 이제 이곳, 평창이어야 

한다. 남북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로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는 상호 인식하에, 중단된 남북철도연

결 사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때이다. OSJD 

회원국인 남북은 기존 노선을 신속히 개보수하고, 한국발 북경 열차와 한국발 모스크바행 열차를 운행

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도 스포츠문화 교류도 남북정상회담도 남북철도

로 할 수 있다. 내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이곳 평창 국제역에서 남북평화열차를 타고 함께 할 

수 있다. 그 성과를 남북이 함께하면 상호신뢰도 빠르게 회복하고 협력의 틀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세션 소개 연 사

패 널

안드레이 스모로딘 

사무국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진성준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이정철 

교수,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사 소개 

나희승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기반시설관리위원

회 교통분과위원장,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철도산업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상임위원이다. 그는 한양대학교에서 공학사와 KAIST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 사무국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자

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 한국유

라시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동아시아와 통일한국 경제』(2019년), 『The 

Political Economy of Pacific Russia』(2017년), 『이제는 통일이다』(2014년) 등이 있

다. UIC(세계철도연맹)에서 BEST AWARD(2018)를 수상하였다.

나희승

원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좌 장 
연 사

라이브 통역

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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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을 열었다는 찬사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 후로 3년간, 2018 평창올림픽의 소중

한 유・무형 유산들은 2018평창 기념재단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계승·확장되고 있l다. 특히, 가장 가

치 있는 올림픽 유산으로 꼽히는 “평창평화정신”은 세계와 한반도 평화의 플랫폼인 「평창평화포럼」으

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계스포츠 경기장과 인프라들은 2024 강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

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20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비롯하여 IOC 위원, 2024 강원에 출전할 선

수와 함께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초기 준비와 목표 등을 논

의 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올림픽 개최도시 간 긴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소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지식전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스포츠세션 1

세션 소개

2월 7일 (일) 15:30~17:00 | 오디토리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전략

연사 소개 

2018평창 기념재단 유승민 이사장은 IOC 위원 (2016년 8월-현재), 대한체육회 이사 

(2016년 8월-현재), 세계반도핑기구(WADA) 이사 (2018년 1월-현재), 국제탁구연맹

(ITTF) 집행위원 (2019년 4월-현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 (2019년 3

월-현재), 한국탁구연맹(KTTF) 회장 (2019년 5월-현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이사장 

(2017년 9월-현재)을 맡고 있다.

유승민 

이사장, 2018평창 기념재단 

좌 장

연 사연사 소개 

버지니에 파디브레 

위원장, 
2020 로잔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장   홍

IOC 위원 /
조정위원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이동민

쇼트트랙 선수, 
홍익대학교 사범대부속
중학교

제라도 워씬 

위원장,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철민

사무총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랜드로 라로사 

사무총장.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패 널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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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을 겪었던 세계의 분쟁국가들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증진

시켰는지 독일과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반도의 경우 민간 차원에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 4·25 체육단이 추진해온 남북 민간, 지방정

부의 스포츠 교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고, 향후 바람직한 남북 스포츠 교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스포츠세션 2

세션 소개

2월 8일 (월) 13:00~14:30 | 오디토리움

스포츠를 통한 평화증진 : 독일, 아일랜드, 한국 등 분쟁국가 사례

연사 소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통일교육선도대학추진사업단 단장, 한반도전략문제

연구소 소장, (사)미국헌법학회 회장,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 (사)자녀보호운동본

부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국방개혁 분과) 및 해병대 발전자문위원

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자 강원도 평화협력관으로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화

합에 이바지하고있다.

박상철

교수, 경기대학교

김경성

평화협력관, 강원도

좌 장

기조강연

연 사

패 널

연사 소개 

데이비드 미쉘  

교수, 
더블린 트리니티대학

이양구  

前 대사,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김진호 

국제전문기자, 
경향신문

마고매드 막디브

이사장, 
골든 몽구스 재단

남영호 

부교수, 
신한대학교

조용준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조문수 

교수, 
숭실대학교

이종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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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지구적 기후 협력 체제의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다양한 가능성은 한반도를 

국제 평화 지대로 만들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구조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세션은 기후와 평화

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신 기후 평화 체제’(New Climate Peace Regime)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더 나은 미래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이 세션은 DMZ에 관한 생태적 접근에서 논의되는 지구법

(Earth Jurisprudence)적 거버넌스론을 검토하면서 신 기후 평화 체제하의 전환적 지대이자 미래

력(futurability)으로서 DMZ에 관한 전략적 모색을 시도한다.

DMZ평화지대 1

세션 소개

2월 8일 (월) 16:30~18:30 | 그랜드볼룸

신 기후 평화 체제와 DMZ의 권리적 접근

연사 소개 

강금실 대표는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거쳐 제 55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

법인원 대표변호사,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지구와사람 대표를 맡고있다. 대표 저서로는 

『생명의 정치』 등이 있다.

강금실

대표, 지구와사람

좌 장

연 사

패 널

연사 소개 

네이든 헐트만

디렉터,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지속가능성 센터

김락현

조교수, 
위트레흐트대학

이소영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이일영

교수, 한신대학교

안병진

교수, 
경희대학교

루이 코체 

법학연구교수, 
노스트웨스트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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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판문점 선언 2018. 4. 27)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는 DMZ를 가장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접경 지역의 번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본 세션은 고성DMZ평화지대를 중점으로 하

여, DMZ평화지대화 구축 여건과 추진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더불어 고성DMZ평화지대 개발에 대

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강원도 고성평화시 공동관광구역 개발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중국 연변

자치주 도문시 두만강광장 개발과 량수진 온성섬 개발, 중국 훈춘시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역 

개발 등의 구체적인 개발 사례 등을 살펴보며 방법을 논의하고, 결론적으로 실제적인 “고성DMZ평화

시”의 개발 방향과 정책까지 제안하고자 한다.

본 세션을 통해 남북이 함께 협력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

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DMZ평화지대 2

세션 소개

2월 8일 (월) 15:00~16:30 | 오디토리움

고성 DMZ 평화지대

연사 소개 

허문영 박사는 대한민국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NGO)인 사단법인 평화한국(PEACECOREA)

의 상임대표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연구원의 창립 멤버로 통일연구원

에서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연구센터소장, 평화기획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평가관리

위원장, 발전위원장을 역임하며 30년동안 북한 전문가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연구해왔으

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2002),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

원(2005-2006) 등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 자문역할을 해온 바 

있다.

현재, 평화한국의 상임대표로 “한반도의 통일대전략”과 “북한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

구하며 매년 국제적인 학술, 네트워크, 통일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서 실제적인 한반도와 

세계 평화구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허문영

상임대표, 한반도발전연구원, 평화한국

좌 장

연 사

패 널

연사 소개 

김영봉

원장, 한반도발전연구원, 
평화한국

최용환

책임연구위원, 
국가전략안보연구원

박세영

소장, 평화한국, 
NC 도시환경 연구소

정경영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찰리 라멘토 

국제변호사, GHNI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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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1945년에 무엇보다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UN헌장은 

국제 관계에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며, 전쟁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고 안보를 성취

하는 일련의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1호 결의안은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목표로 한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UN의 목표를, 적어도 UN 설립 100주년인 

2045년까지는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UN SDGs 1

세션 소개

2월 8일 (월) 10:00~11:30 | 오디토리움

미래 평화의제 2045 - 전쟁과 핵무기 폐지

연사 소개 

알린 웨어는 뉴질랜드 출신으로 미국과 스위스에서 각각 살았으며 현재는 체코에서 거주

하고 있다. 그는 핵감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NND)의 글로벌 코디네이터이자 평

화를 위한 뉴질랜드 변호사협회(ALP) 국제 대표이고, UN 뉴질랜드협회 평화 및 국제안

보 특별 행정관, 바젤평화사무소(BPO) 디렉터, 세계미래협의회(WFC) 평화 군축 디렉

터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UNFOLD ZERO, Move the Nuclear Weapons Money, 

뉴질랜드 Cool Schools Peer Mediation Programme, #WeThePeoples2020 등

의 다양한 단체, 네트워크 및 이니셔티브를 공동 창립했다. 미국 핵무기 반대 변호사 연합

(LCNP) 전무 이사 및 뉴질랜드 Mobile Peace Van Peace Education Programme

의 디렉터를 역임했다.

알린 웨어 

사무국장, 핵감축을 위한 국제의원 네트워크 (PNND)

좌 장

패 널연사 소개 

이재정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반다 프로스코바

부사장, 지속가능한 
안보 프라하비전 연구소

사베어 초우드리

국회의원, 
방글라데시 의회

가렛 에반스 

대표, APLN / 
前 외무부 장관, 호주

루이스 로베르토 
자모라 볼라노스

변호사, 
INDEPENDENT

레아 볼거

대표, 전쟁을 넘어선 세계
(World BEYOND War)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前 회장, 
UN총회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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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2 2월 9일 (화) 09:00~10:30 | 온라인

COVID-19로부터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SDG16의 도전과 기회

이번 포럼에서는 팬데믹 위기 대응에 있어 SDG16 차원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요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각 기관들의 활동 경험 및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효과적인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의 소외계층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 및 기대역할 등을 살펴보고 KOICA 및 국내 NGOs와 현지NGOs와의 협업 강화 

방안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팬데믹 위기로 인해 변화되는 사업 현장에서의 긴급구호·개발 니즈를 효

과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는 위해 어떠한 사업 운영 및 파트너십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함

으로써 SDG16 차원에서 KOICA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장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세션 소개

연사 소개 

박재신 이사는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전략 . 아시아본부 이사로서, 2019년 3월 부임하

였다.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공공기관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원장, 국민대학교 경

영대학 부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과학과 경영정보공학을 공부

하고, 석사 및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를 취득하였다.

박재신

이사,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좌 장

패 널

연사 소개 

일라리아 보티글리에로 

정책연구교육팀장, 
국제개발법기구

김동주 

국제구호 취약지역 사업팀장, 
월드비전

손성일 

사업전략기획팀장,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소니아 박 

대외협력팀장, NAMATI

조희경 

해외사업본부 협력사업팀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양수경 

전략기획실장,
 KCOC

연 사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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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화) 10:30~11:30 | 그랜드볼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평화적 활용방안

2024년 1~2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등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역대 주요 남북대회 참가자와 관계자들이 라운드 테이블 형식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회를 나눔으로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거둔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평

화증진 효과를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강원도와 IOC가 남북 강원도의 공동개최를 염두에 두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고 명명한 

의미를 살려 참가자들이 남북 강원도의 대회 공동개최, 세계 청소년 선수들의 평창-마식령 공동훈련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한다.

세션 소개

연사 소개 패 널

이원성 

회장, 
경기도체육회

이광희

남북교류특별보좌관, 
강원도교육청

강민석 

부국장, 
국민일보

김경성

평화협력관, 
강원도

김영숙 

대표약사, 
8번가약국·드럭스토어

김동현 

대학생, 
경희대학교

라이브 통역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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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구축 및 미래 통일 대비에 있어 식량안보는 최우선 과제이다. 특히 북한의 만성적 식

량 부족과 빈곤문제 해결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향후 통일비용과도 직결되므로 남북협

력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북한의 농업・농촌 현황 및 식량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농촌분

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식량안보 관련 SDGs(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평창평화포럼의 2019년의 실천계획(대주제)은 군축이었으며, 2020년의 실천계획(대주제)은 종전

이었고, 2021년 실천계획(대주제)은 평화뉴딜이다. 본 세션은 “평화권과 평화협력”을 주제로 평

화뉴딜의 주요한 내용인 남북평화협력을 평화권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2021년 대주제와 최근 

UN 등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평화권을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세션을 통해 남북

한 협력이 평화뉴딜의 방법론일 뿐만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평화, 즉 평화권의 실천 과정이며 남북

한 화해 촉진을 위한 인권증진사업이기도 함을 인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관명: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현장 밀착형 교육 및 연구를 통한 다양한 학문의 통섭에 의해 미래 지

향적인 그린바이오 통합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터전이 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적 가치를 창

출하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동북아 허브로서 구현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기관명: 강원도 인권위원회

강원도 인권위원회는 강원도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고 도민의 인

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기관으로, 도민을 위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

며 인권센터를 통하여 인권정책을 알리고, 인권상담 및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인권침해 시 조사하

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동시세션 1 동시세션 2

세션 소개 세션 소개

기관 소개 

기관 소개 

2월 7일 (일) 10:00~11:30 | 평창홀 1+2 2월 7일 (일) 10:00~11:30 | 평창홀 3

임정빈 

교수, 서울대학교

김명연

교수, 상지대학교

김성남 

부연구위원, 농협경제연구소

정현숙 

선임연구원, 통일강원연구원

김소영

차장기자, 농민신문

강석헌

사무처장, 전국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

권태진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GS&J 인스티튜트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6.15공동
선언실천남측위원회

허성기  

교수, 서울대학교

이경주 

교수, 인하대학교

지성태  

교수, 서울대학교

한반도 식량안보와 북한의 SDGs 평화권과 평화협력

Parallel Session & Youth Session 동시세션

연 사 연 사

패 널 패 널

좌 장

좌 장

연사 소개 

연사 소개 

라이브라이브 통역



64 65평화! 지금 이곳에서  Peace! Here and Now 실천계획 : 평화 뉴딜   Action Plan : Peace New Deal

평창올림픽의 핵심유산인 남북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정세를 바로 이해

하고, 남북협력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장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지식경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북한의 현재와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평창올림픽의 평화유산으로서의 대북협력 진전을 위한 방향 제시하고, 남북협력의 중장기 전략 수

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체적인 대북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남북협력 현장활동가들의 집담회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한다.

다국가 간 시민들이 협력하여 반핵/반전/화해/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공존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 전쟁의 산물인 비무장지대(DMZ)와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인 평화 헌법을 세계 평화 유산으

로의 공감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전쟁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지

양하고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한 소망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명: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남북강원도간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0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연어치어 공동방류, 북강원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 수산, 농 ∙ 산림, 사회 ∙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기관명: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동아시아 평화연구소는 시민참여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을 달성하고자 하는 실천적 연

구기관이다. 과거 전쟁의 역사에서 배우고 한국전쟁의 산물인 DMZ( 비무장 지대)와 제2차 세계

대전의 산물인 일본헌법9조를 평화의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활동으로 국제포럼 및 시민교

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세션 3 동시세션 4

세션 소개 세션 소개

기관 소개 

연사 소개 
연사 소개 

기관 소개 

2월 7일 (일) 15:30~18:00 | 평창홀 1+2 2월 7일 (일) 15:30~17:10 | 평창홀 3

배기찬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재선

소장, 동아시아 평화연구소

이주성 

사무총장, 대북협력민간
단체협의회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학교 / 
소장, 독도종합연구소

박용숙  

조교수, 강원대학교
홍상영

사무총장,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박민수

前 총장, 
춘천교육대학교 

이영동

상임집행위원장, 민족
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헌수 

이사장,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수훈 

前 대사,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최은아 

사무처장, 6.15공동
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엄주현  

사무처장,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변학문  

연구원,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아키바 타다토시  

前시장 , 히로시마 /
前의원, 일본

김재한  

교수, 한림대학교

남북의 오늘과 평화협력의 모색 (평화를 향해 가는 오늘의 남북협력 과제) 전쟁의 산물을 평화의 유산으로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와 일본의 평화헌법)

Parallel Session & Youth Session 동시세션

연 사

연 사
패 널

패 널

좌 장
좌 장

라이브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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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평화한국

평화한국은 통일부에 등록된 NGO로서 2007년에 설립되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글로벌 미래세대를 양성하고 평화연구와 민간공공외교를 진행하며, 북한주민과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기관명: 젠더폴리틱스연구소

젠더폴리틱스연구소는 여성신문 산하 연구소로서 대한민국 정치적 리더십의 성별 격차를 줄이고, 

그동안 사회 시스템에서 배제되어왔던 주체와 사회 의제들을 조망하기 위한 연구 및 네트워크 교육

사업을 주요 과업으로 삼고있다. 여성, 성소수자, 기후위기, 생태,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의제가 미래

의 아젠다가 아닌 현안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시세션 5 동시세션 6

세션 소개 세션 소개

기관 소개 

기관 소개 

2월 8일 (월) 10:00~11:30 | 평창홀 3 2월 8일 (월) 10:00~11:30 | 루지홀

김정희원

조교수, 애리조나주립대학교

허문영

상임대표, 한반도발전연구원,
평화한국

장은혜

교수, 아디스아바바대학교

안소정

사무국장,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이나경

활동가, 
청년기후긴급행동

홍양호

석좌연구위원, 
북한연구소

장혜영

국회의원, 대한민국

신지예

대표, 젠더폴리틱스연구소

지정학적 대결을 넘어 평화섬김외교로 한반도 생태문명을 향한 비전과 과제

Parallel Session & Youth Session 동시세션

연 사

패 널 패 널

좌 장좌 장 연사 소개 연사 소개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당시 대한민국을 도왔던 UN참전국 중 우선적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중심으

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평화섬김외교를 통해 70년 전 도움 받던 나라에서 70년 후 도움 주는 나

라로 전환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참전국을 넘어 북한에게, 나아가 참전

국과 남북한이 함께 하는 평화섬김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지속되었던 체제대결의 관점

을 넘어 평화공존과 평화번영의 관점으로 한반도 이미지 전환을 목표한다.

한국전쟁 참전국가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이미지를 전환하고, UN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된 평화섬김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평화문제를 국지적 관점에서 세계적 관점

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반도 분단문제의 평화지향적 관점 접근을 통해 체제경쟁에서 평화협력 및 

공존의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한다.

김병로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양구 

前 대사,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연 사

본 세션에서는 지구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젊은 리더들의 역할과 소명을 일깨우고, 

생태문명을 향한 한반도의 도전 과제들을 검토한다. 이 세션에서는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현황을 기후위기, 평등, 지속가능성의 중심으로 소개한다.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의 공과와 미

래 비전을 청년리더들의 관점에서 토론한다. 이 세션은 전문적인 토론의 장이 아닌, 비전의 나눔과 

상호이해의 장이다. 존캅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지구환경이 계속 악화되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중

요한 질문은 두가지가 남았다. 1  얼마나 남을 것인가, 2 우리는 폐허에서 지속 가능한 무엇을 만

들 수 있는가. 인류 공공선을 위해 더 나은 답변을 찾고자 하는 젊은 리더들이 만나 자신의 지속가

능한 한반도를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라이브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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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청년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평화롭고 사회적, 생

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SDGs의 형식과 내용 및 미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한 

한국과 북한의 SDGs 이행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한반도 차원의 SDGs 구성 가능성과 필요성 및 

청년의 역할을 모색한다. 2021년은 한국어로 국내 중심으로 개최하며, 2022년부터 영어중심 세

션으로 진행하며 국제적인 담론으로 확대 예정이다.

기관명: SDSN 한국 청년네트워크

UN SDSN Youth Initiative(SDSN Youth)는 전세계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지속가능발전목

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고 193개 UN회원국에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

해 2012년 UN사무총장과 특별자문위원관인 제프리 삭스교수에 의해 발족된 UN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산하 청년위원회이다. SDGs와 신기후체제를 위해 활동하는 각국

의 청년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5년 SDSN이 발족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전국 
37개 캠퍼스 61개 회원단체에서 1,600여명의 청년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동시세션 7

세션 소개

기관 소개 

2월 8일 (월) 13:00~14:40 | 평창홀 1+2

강동렬 

총괄,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

문경연  

부교수/부학장,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오수길

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슬비 

회장, 한중일대학생
연합회

전은실  

부협회장, 
한국UN청년협회

김예빈 

회장, 지속가능발전 
리더십 프로그램

한반도 평화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청년의 역할

Parallel Session & Youth Session 동시세션

연 사

패 널

좌 장연사 소개 

허예린 

의장, 한국 청년 지속
가능발전 정책포럼

김찬호 

의장, 한국 청년 지속
가능발전 협의회

연 사

기관명: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GILPP)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 Public Policy (GILPP)는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 
(GHNI)이 설립한 기관으로서, 공공지도자들이 지식과 긍휼이 내포된 공공정책을 입안하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 인스티튜트의 주된 사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주간에 걸친 집중 워크숍

을 제공하는 것인데, 중요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국제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GHNI는 뉴

욕, 제네바, 비엔나, 케냐와 아디스아바바에 소재한 UN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기관 자격을 가

지고 있다.

동시세션 9

세션 소개

기관 소개 

2월 8일 (월) 13:00~14:30 | 루지홀

이영길

미래전략자문관, 강원도

아트 린슬리 

상임고문, 제네바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 

안드레아스 윌랜드

코디네이터, 

WEA 평화와화해부

코니 린슬리

아트 퍼실리테이터, 
트랜스포트 월드

로빈더 사치데브 

회장, 
이매진디아 연구소

찰리 라멘토 

국제변호사, GHNI

평화 공공외교

연 사

좌 장연사 소개 

강원도의 공공외교, 특히 남북강원도의 교류를 촉진하는 평화 공공외교네트워크의 지역과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강원도의 공공외교를 촉진하는 다양한 테마들을 다룸으로써 다양한 공공외교의 채

널이 파생된다. 또한 지리적으로, 미국과 스위스에 이어, 인도, 캐나다, 베트남, 이스라엘, 아랍에

미리트, 독일로 공공외교를 확장하고 영역적으로 관광, 스포츠, 과학기술, 통상, 평화 분야로 공공

외교를 확장할 수 있다.

댄 샤함 

과학 및 응용연구 외교특사,
이스라엘정부

라이브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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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션은 2019년과 2020년 평창평화포럼 글로벌 시민사회 논의의 후속으로 2021년 예상하는글

로벌 차원의 평화와 SDGs 분야 주요 도전과 이슈를 시민사회 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다

루는 주요 의제는 코로나19 대응과 회복, 세계군축캠페인, G20 정상회의 (영국), 기후변화협약회의 

(UNFCCC), 2020년 유엔창립 75주년 선언 이행 계획 그리고 유엔 SDGs 이행 십년(2021-2030) 

과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SDGs 이행 모니터링과 캠페인 등이다. 논의의 결과는 평창평화의제(PCAP) 

2030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관명: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APSD)

아시아시민사회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APSD)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적극적 이행과 아

시아 국가 정부의 효과적 실행을 감시하고 견인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

크로 2016년 방콕에서 창립되었다. 현재 아시아발전연대(ADA),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GCAP), 
아시아이주포럼(MFA), 아시아농촌발전파트너십(AsiaDHRRA),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투명성본부(TI) 등 14개 국제 NGOs가 참여하고 있다.

동시세션 10

세션 소개

기관 소개 

2월 8일 (월) 15:00~16:30 | 평창홀 1+2

글로벌 시민사회 2021년 실천의제 : 평화와 SDGs

Parallel Session & Youth Session 동시세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도시 평창에서 다시 한 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가 개최되

어 평창의 동계스포츠 위상강화와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계스포츠의 국

가 이미지와 평창 및 강원도 등의 지역브랜드를 제고시킬 것이며,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및 스포츠 산업발전이 기대된다. 스포츠과학기술의 선진화와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스포츠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며, 타 산업과의 접목한 새

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한다. 세계 최초 5G 시대를 열었던 평창올림픽의 ICT올림픽로서의 성과

와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세계적으로 스포츠과학센터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

한다면, 강원 2024에서 과학에 기반을 두고 동계스포츠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

한다. 이에, 평창평화포럼에서 강원 2024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스포츠 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활성화가 평창과 대한민국의 동계스포츠 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민과 전

문가, 대회 관계자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관명: (사)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는 1953년에 설립되었으며, 정회원 2200명, 준회원 약 1만 9000명이 있고, 산하 16개

의 분과학회를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 한국 체육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 단체이다.

동시세션 11

세션 소개

기관 소개 

연사 소개 

2월 8일 (월) 15:00~16:30 | 평창홀 3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와 스포츠 과학

김도균 

교수, 경희대학교

심성섭

교수, 숭실대학교 
스포츠학부

한남희

교수, 고려대학교

김민정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충훈 

교수,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김태동

연구위원, 강원연구원

김태완  

센터장,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연 사

패 널

좌 장

이성훈 

이사장,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올리 핸먼 

국제 코디네이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 (A4SD)

아이쉬와리야 마차니 

청년미래위원회 대표, 
UN 재단

리카르도 모로 

C20 대표, 
지구촌빈곤퇴치운동
(GCAP) 이탈리아

가기야 텔라카펠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민중건강운동 (PHM) 

키체 산체스 오초아 

세계군축캠페인
(GGCOMS) 코디네이터,
국제평화국(IPB)

마히안나 벨랄바 바헤또 

시민적자유 모니터링 팀장, 
세계시민운동연합(CIVICUS) 

야스미나 골친 

대외활동 코디네이터,
우리에게 필요한 UN 
개혁 시민연합

연 사

좌 장연사 소개 

라이브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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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조선 익스체인지(싱가포르)

조선익스체인지(www.chosonexchange.org)는 최대 규모의 북한 대상 풀뿌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스타트업 창업 1세대를 육성하고자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경영 

및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 2009년 이래 북한에서 약 3천명의 참가자를 배출하였으며, 북한내 최대 규모

의 경영인 및 창업인 커뮤니티도 보유하고 있었다. 조선 교류 프로그램은 평양, 평성, 라선, 원산갈마에

서 운영되며 북한의 모든 도에서 참가자가 나왔다. 조선 교류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사무소가 있으며, 

하위 프로그램에는 여성 경영인 (Women in Business) 프로그램, 지방 교육 프로그램과 원산갈마 집

중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동시세션 13

세션 소개

연사 소개 

기관 소개 

제프리 시 
대표, 조선 익스체인지(싱가포르) 

전병길

사무국장, 
(재)통일과나눔

이영길

미래전략자문관, 
강원도

캘빈 추아 

강원 개발 이니셔티브 
대표, 조선 익스체인지
(싱가포르)

박소연

연구원, 조선 익스체인지
(싱가포르)

분쟁지역 평화도시 네트워크

Parallel Session & Youth Session 동시세션

패 널

좌 장

이 세션에서는 세계경제포럼과 제주포럼의 강원지역 패널 토론에 이어서, 조선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와 대한민국 강원지역의 정책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중요한 강원지역의 경제 개발에 대해 

남북의 관점을 공유한다. 남북 양측에서 그리는 강원지역의 미래와 더불어, 지역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은 북한 동해안 지역의 경제 변

화를 이해하고자 모색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장려하고자 다년간 진행된 지식공유 프로젝트인 조선익

스체인지의 강원 개발 이니셔티브 (www.KangwonKorea.com)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된다.

분쟁지역의 대학과 도시정부가 짝 관계를 이루어 다른 분쟁지역의 도시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

한다.

(1)제네바 인스티튜트가 촉진하는 글로벌 평화도시 네트워크의 출범을 기대할 수 있다. 

(2)대학의 지식산업과 도시정부의 평화행정이 결합된 글로벌한 평화촉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동시세션 12

세션 소개

2월 8일 (월) 15:00~16:30 | 루지홀

2030년 강원 지역의 미래를 상상하다 - 남북한 관점에서

기관명: 제네바리더십공공정책연구소(GILPP)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 Public Policy (GILPP)는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 (GHNI)이 설립한 기관으로서, 공공지도자들이 지식과 긍휼이 내포된 공공정책을 입

안하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 연구소의 주된 사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주간에 걸친 집중 

워크숍을 제공하는 것인데, 중요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국제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GHNI
는 뉴욕, 제네바, 비엔나, 케냐와 아디스아바바에 소재한 UN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기관 자격

을 가지고 있다.

기관 소개 

2월 8일 (월) 17:00~18:30 | 평창홀 1+2

이영길

미래전략자문관, 강원도

이부 하나 

회장, 본도 카시

댄 스티지 

국제 총장, ICEJ

캐롤앤 브라움 

교수, 
앵글로 아메리칸 대학교

그레이스 하몬 

교수, 필리핀 대학교

조인묵

군수, 강원도 양구군

아마르 염남 

총장, 인도 
마니푸르 대학교

안동규 

부총장, 한림대학교

전병길 

사무국장, (재)통일과나눔

찰리 라멘토 

국제변호사, GHNI

연 사

연 사좌 장연사 소개 

라이브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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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의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시민사회 공공외교 활성화와 ODA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구체

적으로 평창평화정신을 ODA 공공외교 관점에서 해석하고 향후 공공외교의 의제와 실천 전략을 제시

하며, 스포츠와 평화 분야의 공공외교 현황 파악하고 평화평화포럼의 향후 역할과 과제를 모색한다.

2021년은 한국어로 국내 중심으로 개최하며 2022년부터 영어 중심 세션으로 진행하여 국제적인 

담론으로 확대 예정이다.

기관명: 한국공공외교학회

한국공공외교학회는 최근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등장하고 있는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통합

적 접근을 증진할 목적으로 2020년 7월 창립되었다. 초대 회장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기

숙 교수가 선출되었고 현재 약 150여명의 회원이 문화와 지식 그리고 평화,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시세션 14

세션 소개

기관 소개 

2월 8일 (월) 17:00~18:40 | 평창홀 3

이성훈

소통위원회 위원장, 한국공공외교학회

권구순

교수, 국제개발협력
학회/서울사이버대학교

김태환

교수, 한국공공외교
학회/국립 외교원

김태균

교수, 국제개발협력민간 협의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반도 평화, 공적개발원조(ODA)와 공공외교 역할

Parallel Session & Youth Session 동시세션

연 사

좌 장연사 소개 

김정수

상임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민종

사회적가치 경영팀장,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홍규덕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회장, 한국평화활동학회

패 널

기관명: 한스자이델재단   

한스자이델재단은 1967년에 설립된 독일정치재단으로 기독교사회당(Christian Social Union in 
Bavaria)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봉사’를 모토로 독일 및 

해외에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스자이델재단은 개발협력분야에서 지난 40
여년 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약 65개 국에서 100여개의 프로젝트들을 수행 중이다.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는 30년 이상 한반도 화해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DMZ와 접경지

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발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분단 및 통일 경

험을 공유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자연보호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

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사회 편입과 

협력을 통한 평화적인 지역발전을 목표로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세션 15

세션 소개

기관 소개 

2월 8일 (월) 17:00~18:30 | 루지홀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최현아

수석연구원,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더그 왓킨스  

대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한동욱  

소장, (사)에코코리아

박종석

센터장, 전라북도생태
관광육성지원센터 

새(조류)를 통해 본 남북강원도 생태평화관광 가능성

연사 및 
패널

좌 장연사 소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역설적으로 관광산업이 얼마 남지 않은 제재 예외 분야 중 하나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여 남북 강원도 간 교류 확대 측면에서 생태평화관광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경을 알지 못하는 “새(조류)” 관찰 기반 생태관광과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 강원도 생태평화관

광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진행 예정이다.

참석자들의 남북환경협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최근 북한의 생태환경, 생태관광 등 동향을 공유하고 

강원도를 중심으로한 평화생태공간 조성 가능성 및 통일대비 한반도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초자

료 제공한다.

라이브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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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 Youth Session 동시세션

기관명: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남북강원도간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0년 설립되어, 지금

까지 연어치어 공동방류, 북강원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 수산, 농·산림,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동시세션 16

세션 소개

기관 소개 

2월 8일 (월) 09:00~11:30 | 라마다평창 글로리홀

* 비공개 세션 * 비공개 세션

이기범

이사장,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우종춘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송영훈 

교수, 강원대학교

최혜경

사무총장, 
어린이어깨동무

박상진

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북의 오늘과 평화협력의 모색 (남북강원도 협력의 미래)

연 사좌 장연사 소개 

정범진

부이사장,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박준철

이사장, 
평화열차타고평양가자

패 널

평창올림픽의 핵심유산인 남북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정세를 바로 이해하

고, 남북협력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장의 협력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평창올림픽의 평화유산으로서의 대북협력 진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협력의 중장기 전략 수

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체적인 대북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남북협력 현장활동가들의 집담회를 통

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관명: 평창군   

“태양이 솟구치듯이 평화를 외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평창”은 오대산국립공원과 평창강을 비롯

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으로 월정사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으로 유명한 문화와 

관광의 도시이자,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대한민국 레저스포츠의 중심지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평창은 대회가 남겨준 평화 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올림픽의 성지를 

넘어 평화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또한, 2019년 2월 제1회 평창평화포럼(PPF) 개최를 시작으로 평

창국제평화영화제(PIPFF), 2020 수호랑 스포츠 캠프, 2020 평창 평화캠프, 2022 평창 국제청소년

동계대회(ICWG),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 등의 유산 사업을 연이어 추

진하며 국제평화도시이자 국제스포츠대회의 허브로의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세션 17

세션 소개

기관 소개 

2월 8일 (월) 13:00~15:30 | 라마다평창 글로리홀

박창일 

운영위원장, 평화3000 

진천규  

대표, 통일TV 

조재철

축산기획상무, 농업중앙회

임송택

대표컨설턴트, 
에코네트워크(주)

강종원

선임연구원, 강원연구원

이태헌 

대표이사, 
(사)통일농수산사업단

남북의 오늘과 평화협력의 모색 (축산협력으로 남북교류의 길을 열자)

패 널

좌 장연사 소개 

성경일  

교수, 강원대학교

연 사

평창올림픽의 핵심유산인 남북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북정세를 바로 이해하고, 

남북협력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장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세포기지 축산기지에서 실천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평창올림픽의 평화유산으로서의 대북협력 진전을 위한 방향 제시하고, 남북협력의 중장기 전략 수립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체적인 대북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남북협력 현장활동가들의 집담회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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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세션 3 

세션 소개

2월 8일 (월) 10:00~11:30 | 평창홀 1+2

청소년 평화 문화

Parallel Session & Youth Session 동시세션

청소년 평화 문화 정착 필요성 및 현황과 평화 문화 정착에 있어서 강원도 청소년의 역할 모색한다. 강

원 청소년 평화 문화 활동 사례와 해외 청소년 평화 문화 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기관명: (사)대한스트릿컬처연맹 

사단법인 대한스트릿컬처연맹은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를 위해 노력한다. 또, 예술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예술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유소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한다. 또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플랫

폼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삶과 예술을 통한 평생교육을 위한 인식 강화 및 개선을 위한 다

양한 문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연맹은 평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교육, 전

시, 캠페인, 포럼 등을 기획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기관 소개 

강지현

이사장, (사)대한스트릿컬처연맹

장수연

팀장, UN 평화유지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좌 장연사 소개 

문정원

책임큐레이터,
KT&G 상상마당 

권기성

조교수, 강원대학교

요안니스 텔리디스 

조교수, 경희대학교

연  사
패  널

기관명: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APSD)

아시아시민사회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APSD)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적극적 이행과 아

시아 국가 정부의 효과적 실행을 감시하고 견인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

크로 2016년 방콕에서 창립되었다. 현재 아시아발전연대(ADA),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GCAP), 
아시아이주포럼(MFA), 아시아농촌발전파트너십(AsiaDHRRA),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투명성본부(TI) 등 14개 국제 NGOs가 참여하고 있다.

동시세션 18

세션 소개

기관 소개 

2월 8일 (월) 12:00~13:40 | 홀리데이 인 리조트 호텔 코스모스룸

이성훈

이사장,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파트리샤 가시아      

개발파트십 매니저, 
경제와 평화 연구소

마빅 카브레라 발레자        

여성평화구축가, 
글로벌 여성평화활동가 
네트워크

비안카 파보토이      

평화안전프로젝트 담당, 
팍스크리스티

루비 콜리파       

사무총장, 
아시아무슬림행동네트워크

아시아 시민사회 2021년 실천 의제 : 평화와 SDGs

좌 장연사 소개 

므리둘 우파다        

아시아 대표간사, 

청년평화운동가 네트워크

자르갈사이칸 엔사이칸      

의장, 블루배너 / 
前 유엔대사

메리 조이스

국제 코디네이터, 피스보트

연 사

2021년 예상되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SDGs 분야 주요 도전과 이슈를 전망하면서 아시아 시민사

회단체의 과제를 검토한다. UN안보리결의안 1325호 여성, 안보 및 평화의 결의안 이행 상황, 평화

교육, SDG 16+,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평화증진을 위한 청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이다.

* 비공개 세션 라이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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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일) 17:30 ~ 18:30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대관령겨울음악제는 강원도

의 아름다운 대자연의 품에서 펼쳐지는 음악을 사랑하

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제이다. 

“발자국”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국제적 명

성의 토스카니니 지휘 콩쿠르 2017년 우승자인 차웅이 

앙상블 더브릿지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를 이끌 예정이

며 강원대 교수이자 앙상블 더브릿지 예술감독인 바이

올리니스트 성경주, 대관령음악제를 대표하는 평창페

스티벌오케스트라(PFO) 플루트 수석 조성현, 강원도 

출신이자 음악제 출신의 신동, 만 열네 살의 첼리스트 

한재민이 협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음악제 전체 일정과 

프로그램 등 상세 내용은 평창대관령음악제 홈페이지

(www.mpy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 겨울_포스터(selec)최종.indd   2 2021. 1. 24.   오후 4:23

2021년 2월 7일 (일) 5:30pm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발

세

번

째

콘

서

트

자

레이프 본 윌리암스 

“종달새의 비상” (16’)
R. V. Williams : “Lark Ascending”

성경주 violin · 차웅 conductor · 앙상블 더브릿지 ensemble

카미유 생상스 

작은 시 작품번호 162 (8’)
C. Saint-Saens : Odelette op. 162

페루초 부소니

디베르티멘토 작품번호 52, 부소니작품번호 285 (8’)
F. Busoni : Divertimento, op. 52, BV 285

조성현 flute · 차웅 conductor · 앙상블 더브릿지 ensemble

I N T E R M I S S I O N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제1번 (30’)
D. Shostakovich : Cello Concerto no. 1

한재민 cello · 차웅 conductor · 앙상블 더브릿지 ensemble

A

R

T

I

S

T

S
성경주
violin

조성현
flute

한재민
cello

차웅
conductor

국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앙상블 더브릿지 ensemble

| 2021 대관령겨울음악제 “발자국” 

부대행사 SID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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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일) 10:00~12:00, 15:30~17:30 

루지홀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PyeongChang Youth Peace 

Challenge, YPC) 2021은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비핵화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기념하고, 이를 "평창평화

정신"으로 명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입니다.

YPC 2021은 청소년들이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도전

에 용감하게 부딪혀 본 경험이나 에피소드, 혹은 관

련 아이디어와 비전 등을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평화에 대한 감수성과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기획되

었습니다.

1차 심사 이후 사전 온라인 투표를 거쳐 엄선된 작품

들로 2월 7일 10시와 13시30분에 두 차례에 걸쳐 최

종 결승전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수상자는 2월 9일(

화) 평창 알펜시아 그랜드볼룸에서 폐회식 진행 시 발

표될 예정입니다.

|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 | 평화 인재양성 프로젝트

부대행사 SIDE EVENT

2월 6일(토) 

온라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세계에 보여주었던 평창

평화가치를 계승·확산하고자 출범하게 된 평창평화포

럼을 경험하고, 평화인재육성프로젝트 참여 청소년들

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평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류프로그램입니다. 

생명평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의 땅 강원도의 중요성과 가치

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고 더불어 청소년의 다면적 

성장을 도모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를 이끌어갈 지

역인재 발굴 및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합니다.

평창평화포럼의 주제인 ‘평화 및 5개의 주제(경제, 스

포츠, DMZ 평화지대, UN SDGs, 공공외교)’를 중심

으로 활동하는 강원도내 동아리 10개 소속 청소년 대

표 및 지도교사 총3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동안 평창

평화포럼 개회식 및 부대행사 참여, 피스메이커 체험

활동이 진행됩니다.

2월 7일(일) ~ 9일(화) 

2F 참가자 라운지 및 온라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DMZ를 직접 갈 수 없지만 2021 

평창평화포럼에서는 영상으로 랜선투어를 준비하였습

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DMZ가 담고 있는 숨은 이

야기들을 모아 G1방송에서 “DMZ 스토리” 영상을 4가

지 테마로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

었던,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DMZ를 2021 평창평화

포럼에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격전지를 수놓은 평화의 세레나데

- 비목(화천), 마릴린먼로(인제), 노동당사(철원)

강원도, 분단 유산 답사기

- 승일교(철원), 합축교(고성), 화진포의성(고성)

금단의 땅, DMZ의 전설

- 박수근 그림항아리(양구), 빨간눈 물고기(화천), 

   두루미순애보(철원)

그곳에서 시작된 평화

- 남강연어(고성), 평화의길1(고성), 평화의길2(철원)

| DMZ 랜선투어

#1

#2

#3

#4

* 영상은 홈페이지(www.ppf.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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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버스 승차장은 뮤직텐트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셔틀버스 승차장은 뮤직텐트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KTX 진부역

운영기간   2월 7일(일) - 2월 9일(화) 

               강릉행/서울행 KTX 진부역 도착 및 출발 시간에 맞추어 셔틀버스 운영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공식호텔 ∙ 횡계버스터미널

운영기간   2월 7일(일) - 2월 9(화) 07:00 ~ 19:00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 강릉행 KTX 진부역 도착 예정시간 15분 후 진부역 앞 셔틀버스 승차장에서 셔틀버스가 출발할 예정

 * 서울행 KTX 진부역 출발 예정시간 35분 전 뮤직텐트 앞쪽 셔틀버스 승차장에서 셔틀버스가 출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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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진

부
역

진부역
(출발)

컨벤션센터
(도착)

컨벤션센터
(출발)

진부역
(도착)

비고

08:00 08:20 10:10 10:30 2.7(일) 미운행

09:00 09:20 12:10 12:30

09:30 09:50 - -
2.7(일)만 운행

10:40 11:00 - -

11:00 11:20 14:20 14:40

13:00 13:20 16:20 16:40

15:00 15:20 17:10 17:30

2.9(화) 미운행17:00 17:20 18:20 18:40

18:05 18:25 19:20 19:40

19:40 20:00 - - 2.7(일)만 운행

20:05 20:25 21:10 21:30 2.9(화) 미운행

컨벤션센터
(출발)

횡계버스
터미널 AM호텔

라마다평창
호텔

용평리조트
컨벤션센터

(도착)
비고

- 07:15 07:20 07:25 07:35 07:45

- 07:45 07:50 07:55 08:05 08:15

08:00 08:15 08:20 08:25 08:35 08:45

08:30 08:45 08:50 08:55 09:05 09:15

09:00 09:15 09:20 09:25 09:35 09:45

10:00 10:15 10:20 10:25 10:35 10:45

11:00 11:15 11:20 11:25 11:35 11:45

12:00 12:15 12:20 12:25 12:35 12:45

13:00 13:15 13:20 13:25 13:25 13:45

14:00 14:15 14:20 14:25 14:35 14:45

15:00 15:15 15:20 15:25 15:35 15:45

2.9(화)
미운행

16:00 16:15 16:20 16:25 16:35 16:45

17:00 17:15 17:20 17:25 17:35 17:45

18:00 18:15 18:20 18:25 18:35 18:45

18:30 18:45 18:50 18:55 19:05 -

19:00 19:15 19:20 19:25 19:35 -

셔틀버스








